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 : 자유교육과 도덕교육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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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크쇼트의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은 각각 자유교육의 근거와 도덕교육의 기반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다. 자유교육(또는 교과교육)의 근거로서의 實在 와 도덕교육(또는 사회화)의 기반으로서의 實際

각각 총체의 무시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구분되지만, 특정한 개념이나 행위로 표

현되기 이전의 궁극적 기준(또는 원천)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교과교육과 사회화를

포괄하는 교육의 이상은 표현 이후의 양상( 理解의 言語 와 行爲의 傳統 )을 통하여 표현 이전의 기준( 實

와 實際 )을 추구하는 데에 있으며, 그 교육의 과정은 한 개인의 자아가 세계를 내면화함으로써 自我와

界가 일치된 상태 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Ⅰ. 序 論

본 논문은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과 도덕교육론은 교육의 의미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연 오우크쇼트의 사상에서 그 상반된 관점을 포괄하는 이론적 설명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오우크쇼트의 교육론에서 自由敎育의 개념과 道德

敎育의 개념은 현대 교육학에서 각각 敎科敎育과 社會化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두 가지 상이한

교육의 개념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우크쇼트의 사상에서 자유교육의 개념과 도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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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포괄하는 이론적 설명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오우크쇼트의 사상을 교육의 의미에

관한 하나의 일관된 설명체계로서의 敎育理論으로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관심사 중의 하나인 교과교육과 사회화의 관련 문제를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

비추어 해명하는 데에 있다.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과 도덕교육론이 담고 있는 그 상반된 관점이 하나의 이론체계 안에

서 조화롭게 견지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반된 관점을 포괄하는 근본 수준의 설명이 무엇인

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대답될 수 있다. 그 근본 수준의 설명은 오우크쇼트의 사상을 대표하

는 두 主著인 經驗과 그 樣相 (1933)과 政治에서의 合理主義 (196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우

크쇼트의 교육론이 자유교육론과 도덕교육론이라는 두 개의 병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면, 이

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상은, 한 편으로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 관한 형이상학적 주장과, 다른 한

편으로, 도덕적 삶의 의미에 관한 정치철학적 주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

의 관점에 의하면, 위의 두 저작에 나타나 있는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은 각각 자유교육과 도덕교

육의 궁극적 근거와 기반을 설명하여 주며, 이 점에서 그 양자는 각각 교과교육과 사회화의 정당

화 이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오우크쇼트의 교육사상은 그의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이 제시하는 정당화 이론에 의하여 비로소 敎育理論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갖추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교육이론이라는 것이 교육실제와는 무관한 순수한 철학적 주장을 교육의 문제에 적용한

것을 가리킨다면, 오우크쇼트의 사상은 이런 뜻에서의 교육이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우크

쇼트의 사상을 이루는 철학적 주장은 교육과 무관한 형이상학이나 정치철학을 제시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미와 성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그

의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은 그 자체가 교육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 오우크쇼트의 경험과 그 양상 과 정치에서의 합리주의 는 이와 같은 교육이론의 관점에 비

추어 보지 않는 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별개의 철학적 주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오우크쇼트의 사상에서 그 두 저작 사이의 이론적 관련 문제는 오로지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두 저작에 제시된 형이상학적, 정치철학적 설명은 교육이

론의 관점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우크쇼트의 사상에서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의 단절은 그것이 각각 구체적 총체의 상이한 차

원, 즉 무시간적 차원의 총체로서의 實在와 시간적 차원의 총체로서의 實際를 대상으로 삼는다

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총체의 그 두 차원은 각각 자유교육과 도덕교육,

또는 교과교육과 사회화의 궁극적 근거와 기반을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우크쇼트의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을 각각 교과교육의 근거와 사회화의 기반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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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두 설명을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와 마음을 각각 重層構造로 파악한다는 것

에 있다. 오우크쇼트의 사상에서 교과교육과 사회화를 포괄하는 이론적 설명은 세계와 마음은 표

현 이전의 基準 (실재와 실제)과 표현 이후의 樣相 (학문과 전통)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교육은 표현 이후의 양상을 통하여 표현 이전의 기준을 실현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또는 마음)의 중층구조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이론은 교육의 의미를 표현 이전의 기준과

표현 이후의 양상이라는 두 수준 사이의 차이와 관련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교육을 그 基準과

過程 중의 어느 한 쪽이 아니라 그 양자의 온전한 결합으로 파악하도록 해준다는 데에 그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이 敎育의 重層構造를 설명하여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이다. 그 이론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

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대답과, 교육의 과정, 즉 그 기준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한 대답이 일관된 설명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우크쇼트의 人間行爲論 (1975)에서 다루

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관련에 관한 논의는 특히 이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

진다. 그 책에서 自己顯示와 自己演出의 개념은 교육내용의 내면화 과정을 자아와 세계의 역동

적 관련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의미를 方法의 측면에서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 들어 있는 핵심적 주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명제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난 뒤에, 그 각각의 명제가 나타내는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 네

가지 명제의 공통된 특징은 교육의 의미를 파라독스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하

에서 밝혀질 바와 같이, 그 파라독스는 우리의 삶과 교육이 중층구조의 위층을 지향한다는 데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1) 총체로서의 實在는 자유교육으로서의 교과교육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궁극적 근거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2) 총체로서의 實際는 사회화로서의 도덕교육이 성립하기 위한 궁극적 기반이면서 그와 동시

에 그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3) 총체로서의 世界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으며, 그것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4) 自我와 世界는 구분되지 않으며, 자아의 內的 심성을 갖추는 것이 곧 세계에 대한 外的 영

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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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實在 : 自由敎育의 根據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은 서양의 교육적 전통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의 자유교육의 이념을 정립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교육은

특정한 신분으로서의 자유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인으로 기르는 교육을 추구

한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여기서 自由人은 인간적 권리로서의 자유를 향유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간적 권리의 향유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즉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자유를 갖추고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自由라는 것은

곧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며, 거주의 자

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인간적 권리의 향유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자유가 갖추어져 있다는 가

정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자유는 인간적 권리로서의

자유 또는 表現으로서의 자유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근

본적 의미에서의 자유, 즉 槪念으로서의 자유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뜻에서의 자유는 인간적

권리로서의 자유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자유로 의식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의 의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부정되거나 묵살되기 쉽다.

교육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곧 교육이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자유를 갖추어준다는 것,

인간은 교육이 갖추어 주는 이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는 것을 뜻한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서양의 교육적 전통으로 이어져 온 교과교육은 다양한 學

問的 言語의 이해를 통하여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자유교육에

서 자유라는 용어에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自由라는 뜻뿐만 아니라, 외적 속박이나 구속으로

부터의 解放이라는 뜻도 들어 있다. 즉, 자유교육에서 자유는 유용성에 지배되는 일상적 삶으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자유교육의 정신은 學校라는 단어의 어원으로서의 스콜

레 (schole)에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양의 전통적 자유교육이 나타내는 한 가지 중요

한 특징은 일상적 세계로부터의 격리에 있으며, 그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유용성에 의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온전한 문화유산, 온전한 총체로서의 정신세계에 입문시킴으로써 삶의 現實과는 구분

되는 삶의 基準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교와 대학은 바로 이와 같은 스콜레

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이다.

그러나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이 자유교육의 전통에 관한 정당화로서 완전한 것이 되려면,

어째서 삶의 현실과는 구분되는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삶의 기준을 추구하는 데에 어째서 삶의 현실로부터의 격리나 해방이 반드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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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우크쇼트의 經驗과 그 樣相 에 제시되어 있는 철학적

설명, 즉 총체로서의 實在와 그것의 인식에 관한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설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그것은 자유교육의 정당화 이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이 경험과 그 양상 에 나타나 있는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 가지

명백한 증거는 그 책에 제시되어 있는 哲學 또는 哲學的 經驗의 이념과 자유교육의 이념이 동

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 그 책에서 철학적 경험은 추상적 경험 또는 양상화

된 경험이 가지는 한계와 불완전성에서 벗어나서,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 그 자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철두철미 비판적인 경험으로 정의된다. 오우크쇼트가 그 책에서 과학적 경험, 역사적 경험,

실제적 경험 등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그 각각이 經驗의 樣相으로서 가지는 성격, 즉 경험의

양상에 내포되어 있는 불완전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경험의 양상의 불완전성은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 그 자체와의 대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리하여 경험의 양상의 불완전

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험의 양상은 무엇에서 추상되어 나온 것이며, 그것이 완전한 경험으로

되려고 하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경험의 양상은 具體的 總體로서의 經驗에서 추상되어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완전한 경험

으로 되려고 하면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여,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은 경험의 양상이 그것으로부터 추상되어 나온 出發點이면서, 그와 동시에 경험의 양상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終着點이 된다는 파라독스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시공간상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논리적 의미에서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가리킨다. 즉, 구

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은 추상적 경험에 시간상 우선하는 원인이 아니라 추상적 경험이 있다는 사

실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論理的 假定이며, 사실상으로 확인가능한 특정한 지점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의미에서 분석되어 나온 논리적 준거 또는 論理的 目的이

다. 이와 같이,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이 경험의 양상의 논리적 가정이면서 그와 동시에 논리적

목적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은 경험의 양상과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실체

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과 그 양상은 그 각각이 속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의 양상에 해당하는 여러 학문적 개념체계나 일상의 실제적 활동과는 달리, 구체적 총체

로서의 경험은 그 자체로서는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의 존재

유무를 사실의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

험은 경험의 양상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경험이다.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이 경험의 양상과 수

준을 달리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이며, 경험의 양상이 表現의 수준 또는 事實의 수준에

속하는 것이라면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은 槪念의 수준 또는 論理의 수준에 속한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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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을 경험의 양상의 인과적 원인이나 발생적 원천으로 간주한다

든가, 경험의 양상이 실지로 도달해야 할 시간상의 또는 역사상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구체

적 총체로서의 경험을 경험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사실의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잘못

을 저지른다.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이 경험의 양상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기도 하다는 파라

독스는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은 그 양상과 그 水準을 달리 한다는 데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귀

결이다.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에서의 삶의 現實과 삶의 基準은 각각 사실의 수준에서 파악된 삶

과 논리의 수준에서 파악된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째서 삶의 현실과는 구분되

는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어째서 사실의 수준과는 구분되는 논리

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험과 그 양상 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논리의 수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의 수준에 속하는 경험의 양상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가정이다. 물론, 논리의 수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의 수준

에 머무르는 일상적 상식이나 경험적 인식에 의해서는 결코 알아낼 수 없다. 특히 일상적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실제적 경험을 포함하여 일체의 지식과 경험에 들어있는 불완전성과 결함은 오로

지 철두철미한 비판을 그 이념으로 삼는 哲學的 經驗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경험의 양상에 내포되어 있는 自己矛盾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설명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불완전성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경험의 양상의 자기모순이라는 것은, 경험

의 양상이 양상으로서의 불완전성과 결함에서 벗어나서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으로 되기 위해

서는 경험의 한 양상으로서의 독자성 또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그 자기모순은 총체와 양상 사이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논리적 충동에

기인한다. 즉, 총체로서의 경험은 특정한 양상에 속하는 개념이나 명제와 같은 外的 表現으로 추

상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으며, 경험의 양상은 그와 같은 추상의 충동이 실현되어

경험이 그 논리적 발전을 멈춘 채 특정한 양상에 抑留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경

험의 양상에는 경험의 논리적 준거를 완전히 만족시킴으로써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 그 자체,

즉 일체의 지식과 경험을 특정한 양상에 속하는 개념이나 명제로 표현되기 이전의 無定形의 상태

로 갖추고 있는 內的 凝縮으로서의 총체 그 자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 들어 있으며, 이것

은 경험의 양상이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추진력으로 발휘된다. 이 두 가지 상반

된 방향의 충동은 결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결국, 경험의 양상은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가진 경

험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 총체로서의 경험을 실현할 수 없으며, 내적 응축

으로서의 총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 양상으로서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二重의 自己

矛盾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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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양상에 내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자기모순과 불완전성은 과학, 역사, 실제 등, 일체의

경험의 양상에 모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철학적 경험은 경험의 양상이 의존하는 특정한 가정

과 범주 그 자체를 철두철미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無矛盾의 완전한 경험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유교육의 이념은 이런 뜻에서의 철학의 이념과 다른 것이 아니며, 자유교육의 정신으로서

의 스콜레는 철학이 추구하는 정신을 삶의 이념이라는 형태로 드러내어 준다. 경험과 그 양상

에서 제시되는 형이상학적 설명이 자유교육의 정당화 이론으로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

다. 그 설명에 의하면, 학문적 교과는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 그 자체 또는 표현 이전의 기준으

로서의 實在를 드러내는 불완전한 樣相이며, 교과의 공부는 삶의 현실과는 구분되는 삶의 기준

으로서의 실재에 접근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곧 삶의 기준으로서의 實在는 교과교육

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궁극적 근거이면서, 그와 동시에 교과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교과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과학, 역사 등의 지식은 實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불완전한 표

현이지만, 그 불완전한 표현으로서의 지식이 없다면 실재에 접근하는 길 또한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곧 실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지식은 우리

의 마음이 표현 이전의 기준으로서의 實在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발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표현 이전의 기준으로서의 실재는

사실상 달성가능한 목적 또는 적극적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에 사실상 도달할 수 없

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확인되는 消極的 基準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간이 實在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의 불완전성이라고 보

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사실의 수준 이외에 그것의 기준으로서의 논리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지식의 불완전성은 결코

납득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지식의 불완전성으로부터의 自由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Ⅲ. 實際 : 道德敎育의 基盤

오우크쇼트의 道德敎育論은 현대 서양사회에서의 도덕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당면하

고 있는 곤경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도덕생활과 도덕교육에서

습관과 전통이 차지하는 올바른 위치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오우크쇼트가 제시하는 도덕

성의 두 가지 관념형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각각 감정과 행동의 습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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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도덕성과 도덕적 준거의 반성적 적용으로서의 도덕성으로 규정된다. 그 두 가지 도덕성의

의미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견해는 이른바 習慣的 道德性 (또는 관례적 도덕성)과 反省的 道德

性 (또는 합리적 도덕성)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어 온 두 가지 도덕성에 관한 오우크쇼트 자신의 해

석을 나타낸다.

서양 윤리학과 도덕교육론에서 習慣에 대한 理性의 우위, 관례적 도덕성에 대한 반성적 도덕성

의 우위는 기존의 습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관례적 도덕성은 기계적 盲目性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데에 비하여, 기존의 습관이나 전통에 구속되지 않는 합리적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 반성적

도덕성은 판단의 自律性을 보장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우크

쇼트에 의하면, 습관적 도덕성의 특징을 기계적 맹목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습관이나 전통이 가지

는 탄력성과 유연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또한, 반성적 도덕성에서 도덕적 행동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사고는 도덕적 습관과 전통적 행위방식의 결함을 비판하고 설명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도덕적 행동 그 자체의 원천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반성적 도덕성은 결

코 제 발로 설 수 있는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다.

습관적 도덕성이 그것에 합당한 교육, 즉 도덕적 습관과 전통의 습득으로서의 도덕교육에 의하

여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성적 도덕성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에 관한 인지적 기법의 훈

련을 위주로 하는 도덕교육에 의하여 형성된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의 원천이 습관

과 전통에 있는 한, 도덕교육은 전통적 행위방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 또는 습관 우위의 교육이

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올바른 의미를 나타낸다.

현대 서양사회의 도덕생활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곤경은 반성 우위의 교육에서 따르는 불가피

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도덕생활에 있어서 습관과 전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올바른

의미를 傳統的 行爲方式의 무반성적 습득으로 규정하는 오우크쇼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불러일으킨다. 즉 습관이나 전통은, 비록 그것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

된다 하더라도, 우연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그 안에는 모순과 불 완전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것을 도덕적 삶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오우크쇼트의 政治에서의 合理主義 에 제시

되어 있는 정치철학적 설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의 정당화

이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우크쇼트의 도덕교육론이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合理主義에 대한 비판에 있다면,

그것은 곧 그의 정치철학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오우크쇼트의 정치철학에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합리주의가 근거로 삼고 있는 지식의 이론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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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론의 핵심은 지식과 마음의 원천을 技法的 知識에서 찾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합리주의

가 지식과 마음의 원천으로 떠받드는 기법적 지식은 오로지 엄밀한 명문화가 가능한 지식을 가리

킨다는 점에서 온전한 전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의 불완전한 추상에 불과하다. 오우크쇼트

에 의하면, 인간 활동에는 기법적 지식과는 그 성격상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지식도 들어 있으며,

구체적 인간 활동의 사태에서 지식의 발휘와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기법적 지식이 아니라

實際的 知識이다. 기법적 지식은 실제적 지식이라는 지식의 默示的 基盤과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법적 지식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법적 지식에서의 명문

화는 오로지 手段-目的 관계에 의한 有用性이라는 지극히 피상적인 관심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기법적 지식에서의 관심은 모종의 실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나 지침,

규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데에 있으므로 그 관심에 부합되는 것만이 명문화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근대 합리주의의 合理的 사고방식은 그 근본적 성격에 있어서는 道具的 사고방식을 나타낸

다. 합리주의 사조가 유독 정치, 도덕, 교육 등과 같은 실제적 활동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실제적 활동의 성격 그 자체가 도구적 사고방식이 적용되기가 용이하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적 활동은 目的의 達成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삼으며, 합리주의의 도

구적 사고방식은 실제적 활동의 성격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 활동을 오로

지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 활동에 들어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인 慣

例의 遵守라는 측면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추상의 오류를 저지른다. 구체적 활동으로서의 실제

적 활동은 단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단을 강구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종

의 관례적, 전통적 행동방식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특정한 마음가짐, 태도,

자세 등이 수반된다. 한 개인이 실제적 활동에 들어 있는 그러한 관례적 행동방식이나 마음가짐,

태도를 습득하고 행위의 전통과 표준에 관한 안목이나 감식안을 가지게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

과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는 입문의 과정, 즉 敎育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과 활동의 의미를 오로지 實際的 有用性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그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설령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영향을 묵살하는 데서 생겨난다. 근대 서양사회가 합리주의에 지배되기까지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모든 요인, 즉 합리주의를 부추기고

발전시킨 모든 역사적, 사회적 맥락은 결국 敎育에서의 합리주의의 성공으로 귀착된다. 근대 서양

사회에서 합리주의의 역사는 곧, 어떤 지식이든 기술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徒弟式 敎

育과 같은 더디고 힘든 입문의 과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습서나 통신 강의를 통하여 즉각적으

로 획득할 수 있다는 미명 아래, 오로지 기법적 지식의 훈련을 목적으로 삼는 합리주의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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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잡아 온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그와 같은 합리

주의 교육은 敎育의 失敗를 의미할 뿐이다.

결국, 합리주의의 오류와 폐단은 인간의 지식과 마음과 활동이 생겨나는 원천을 그릇되게 파악

함으로써, 교육과 삶의 의미를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빚어진다. 기법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의 구분과 그 관련에 관한 논의의 일차적 의도는 이 합리주의의 오류를 드러내기 위

한 것이지만, 그 논의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합리주의와의 대비를 통하여 그것의 대안적인 관점

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오우크쇼트가 정치에서의 합리주의 에서 제시하는 정치철학적 설명은

지식과 마음과 활동의 원천을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교육과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총체적으

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설명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實際的 知識의 개념이다.

기법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의 구분과 관련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논의는 고정된 시점에서 파악

되는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과 학습이 일어나는 구체적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의 표현과 그 획득, 그리고 그것에 의한 마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그 두 지식은 동일한 평면 위에 병렬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表面과 裏面 또는 表層과 深層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상이한 수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기법적 지식은 명제, 지침, 원리 등의 형태로 표면 또는 표층

에 드러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면, 실제적 지식은 그것의 이면 또는 심층에서 활동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지식을 가리킨다. 이런 뜻에서의 實際的 知識은 행위자의 몸과 마음에 녹아들어 있는

지식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그것은 지식의 특정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는 그와 같은 지식을 內面化한 상태 또는 그 방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 지식이라

는 개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이것, 즉 지식이 내면화된 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그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오우크쇼트의 정치에서의 합리주의 에서 實際라는 용어는 때로 인간 활동의 한 양식으로서

의 실제적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 지식에서의 실제는 인간

활동의 특정한 양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양식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인간 활동, 즉

구체적 총체로서의 인간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표현되기 이전의 총체로서의

실제라는 개념은 인간 활동에는 아무런 내용도 형태도 구분도 없는 묵시적 수준, 아무런 내용도

형태도 없고 어떤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내용, 어떤 형태, 어떤 양식

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심층적 수준이 들어 있다는 것, 지식의 획득과 마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원천은 활동의 이 묵시적, 심층적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실제적 지식에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지식이 내면화된 상태라는 것은 이런 뜻에서의 실제 또는 실제적 지식이 마음

의 심층부에 심어져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오는 상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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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그리하여 표현 이전의 원천으로서의 실제는 지식과 마음의 형성으로서의 교육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 기반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지식과 마음의 형성으로서의 교육은 전

통적 행위방식의 습득으로서의 교육, 즉 社會化로서의 교육을 가리킨다.

오우크쇼트의 도덕교육론에서 교육은 전통적 행위방식의 무반성적 습득을 의미하며, 그것의

의미는 삶의 현실에의 참여를 통하여 삶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삶의 現實이라는 것은 오로지 실제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예술 등 일체의 문명된 인간 활동이 그 각각의 전통적 수행방식에 따라

영위되는 삶, 한 사회의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온 공통된 생활 방식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 삶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구체적 삶에서 인간 활동의 원천 또는

기반이 되는 것은 실제적 지식, 또는 표현 이전의 원천으로서의 실제 그 자체이다. 총체로서의 실

제는 그 자체로서는 파악될 수 없지만, 그것은 특정한 인간 활동의 양식에 속하는 실제적 지식

또는 전통적 행위방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전통적 행위방식 또는 한 마디로 傳統이라

는 것은 實際의 경험적 대응물에 해당한다. 오우크쇼트가 올바른 삶의 원천 또는 그 기준으로서

전통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과 실제 사이의 이러한 관련 때문이다.

물론, 행위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가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 모순과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전통적 규범이

나 제도에 의하여 부여되어 온 기준을 임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존의 전통이나 제도 바깥

에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絶對的 基準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한 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은

전통이나 제도를 떠나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한 개인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으로서

전통이나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전한 개인의 창안에 해당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전통이나 제도의 바깥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합리주의의 관

점은 가장 치명적인 自己欺瞞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화의 내용으로서의 傳統은 총체로서의 실제 그 자체에 비해서는 가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

지만, 명시적 규범이나 지침의 형태로 명문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총체로서의 실제와 다르지

않다. 전통의 의미는 결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마음과 활동의 심층부

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전통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명제의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는

전통적 규범이나 덕목을 행위의 적극적 지침으로 삼아 그것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전통적 삶의 방식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늘 염려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消極的 指標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기법적 지식과 그것이 나타내는

표면적 합리성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한, 전통이 우리의 교육과 삶에서 가지는 의의를 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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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합리주의에 입각한 지식과 교육은 자신의 靈魂을 구제하는

일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

Ⅳ. 敎育의 重層構造 : 敎育의 基準과 過程

오우크쇼트의 경험과 그 양상 과 정치에서의 합리주의 사이에 심각한 이론상의 단절이 있

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그 양자가 모두 具體的 總體를 드러내고자 하면서도 그 각각에서 드

러나는 구체적 총체의 의미가 완전히 상이하다는 데에 있다. 實在와 實際는 그 두 가지 상이한

의미의 총체를 지칭하며, 그 두 용어가 나타내는 구체적 총체의 상이한 의미는 無時間的 次元과

時間的 次元의 대비에 의하여 가장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의 개념과

도덕교육의 개념이 교육의 상이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각각 실재와 실제라는 상이한

차원의 총체를 궁극적 근거와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재와 실제는 그 양자가 모두

표현되기 이전의 구체적 총체를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교과교육의 개념과

사회화의 개념을 포괄하는 교육의 궁극적 의미는 이 표현되기 이전의 구체적 총체에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이 표현되기 이전의 총체, 實在와 實際라는 두 가지 상이한 차원에서 파악되는 구체적 총체

를 가리켜 世界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세계는 마음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이면서 또한 마음이기도 한 것, 또는 마음도 아니고 세계도 아닌

것을 지칭한다. 표현 이전의 총체에는 마음과 세계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우

크쇼트의 이론에서 실재와 실제는 사실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의 동일한 총체로서의 세계 (또는 마음)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상의 구분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오우크쇼트의 이론에서 실재와 실제는 표현 이전의 구체적 총체를

각각 무시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또는 靜態的 관점과 動態的 관점)에서 드러내는 두 개의 軸에

해당하며, 총체로서의 세계는 그 두 개의 축의 결합을 통하여 온전하게 파악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교육과 사회화의 내용으로서의 學問과 傳統은 총체로서의 세계를 드러내는 상이한 표현이

며, 교과교육과 사회화가 각각 추구하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실재와 실제는 궁극적으로는 동일성

을 가진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서 교과교육과 사회화는 총체로서의 교육을 각각 實在와

實際라는 두 개의 축에서 드러내는 교육의 두 樣相으로 해석된다. 교육의 그 두 양상은 표현 이

후의 수준에서는 성격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따라서 상충과 갈등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표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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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총체를 그 궁극적 근거와 기반으로 삼으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에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

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요컨대, 오우크쇼트 교육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또는 마

음)를 표현 이후의 양상 (학문과 전통)과 표현 이전의 기준 (실재와 실제)으로 이루어진 重層構造

로 파악하면서, 전자를 통한 후자의 실현을 교육의 이상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다. 오우크쇼트의 교

육이론이 그와 같은 중층구조에 입각하여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교육의 의미와

성격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교과교육과 사회화는

각각 學問과 傳統이라는 상이한 경로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든가, 교과교육과 사회화

의 공통된 성격은 표현 이후의 양상을 통하여 표현 이전의 기준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곧

교육의 의미는 오로지 중층구조의 관점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敎育의 正當化에 관심을 두는 경우에는 학문과 전통으로 대표되는 교육내용의 궁극적 근거와

기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체의 교육이 그것에 비추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궁극적 기

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 활동으로서의 교육은 시간 계열에 지배되며,

따라서 교육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외에 시간 계열을

따라 이루어지는 敎育의 過程에 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 후자의 설명에서 관심의

초점은 교육내용으로서의 학문과 전통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궁극적 근거와 기반으로서의 표현

이전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내용이 어떻게 하여 개인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 표현 이후의 양상에서 표현 이전의 기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가에 있다. 세계와 마음에 관한 중층구조의 관점은 이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표현 이후의 수준에서 인간의 인식과 활동은 그 주체로서의 自我와 대상으로서의 世界 사이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학문과 전통이 표현 이후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수준에서

의 마음은 자아와 세계의 구분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는 달리, 표현 이전의 구

체적 총체로서의 실재와 실제에는 자아와 세계의 구분이 해당되지 않으며, 이 점에서 표현 이전

의 수준에서의 마음은 자아와 세계의 구분이 없는 상태 , 또는 자아와 세계가 일치된 상태로 규

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 표현 이후의 양상에서 표현 이전의 기준으

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은 곧 개인의 마음이 자아와 세계의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아와

세계가 일치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 自我와 世界가 일치된 상태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실지로 도달할 수 있는 마

음의 상태가 아니며, 그것은 다만 교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基準을 마음의 상태에 해당하는 용어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

는다. 교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마음이 실지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표현 이후의 양상으로서

의 교육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추구하는 것뿐이다. 교육의 기준으로서의 실재와 실제, 또는 그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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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으로서의 세계(또는 마음)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파악되지 않으며, 오로지 그것의 불완전

한 표현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실상 도달가능한 궁극적 경지가 있

다면 그것은 그 궁극적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지식과 존재 그 자체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깨닫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교육내용의 내면화 과정은 총체로서의 世界로 나아가는 과정이면서 그와 동

시에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파라독스적 특징을 나타낸다. 교육의 과정이 나타

내는 이 파라독스는 교육의 기준으로서의 世界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으며, 그것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그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는 파라독스적 성

격을 띤다는 데서 불가피하게 파생된다.

오우크쇼트의 人間行爲論 에서 다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관련에 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의

미에서의 교육의 과정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사이의 역동적 관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기

술하여 준다. 그 논의에서 개인은 단지 교육내용으로서의 학문과 전통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주체적 능동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 개인은 이때까지 그가 살아 온 삶과 그가 받아 온 교육이 형성해 준 그 정도만큼 自我

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내용을 학습하고 획득하는 그 순간에도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느 편인가 하면, 개인의 능동적 자아 표현이야말로 교육내용

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오우크쇼트의 자아이론, 그리고

그것에서 시사되는 敎育方法 이론에 의하면, 교육의 과정은 교육내용의 내면화에 의한 자아의 획

득과 그것의 표현, 또는 마음의 형성과 그 표현 사이의 끊임없는 循環으로 이루어진다.

오우크쇼트의 인간행위론 에서 특히 인간 행위의 두 측면을 규정하는 自己顯示 (self- disclosure)

와 自己演出 (self- enactment)의 개념은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개념이 나타내는 자아 표현의 두 가지 방식은 자아와 세계가 맺는 상이한 관련 방식을 보여주며,

그것은 곧 개인의 자아 표현 행위가 어떻게 하여 교육내용으로서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

람됨 그 자체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는가를 설명하여 주기 때문이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각

각 意圖의 실현과 情緖의 실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자기 현시와 자기 연출에서 자아와 세계는

각각 세계 속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자아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상이한 방식의 관련을 맺는다.

그 양자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련은 각각 전통과 학문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점에서 자기

현시와 자기 연출은 내면화의 상이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기 현시와 자기 연출은 각각

교육내용으로서의 전통과 학문의 내면화를 그 필수적 조건으로 요청한다는 점에서는 내면화의

결과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각각은 개인의 마음에 교육내용으로서의 전통과 학문이 내면화되는

두 경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내면화의 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오우크쇼트의 형이상학 이론과 정치철학 이론이 교육의 기준을 世界의 중층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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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드러내어 준다면, 오우크쇼트의 자아이론은 교육의 과정을 自我의 표현과 획득 사이의 역

동적 순환에 비추어 설명하여 준다. 교육은 표면상으로는 개인의 자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 세계라는 거

울에 비추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일이다. 오우크쇼트가 교육의 의미를 世界에

의 入門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곧 自己理解와 自我實現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이다. 교육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경지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자아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를 비추어 볼 이상적 표준을 내면에 갖추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은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서의 교육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Ⅴ. 論議 : 敎育과 政治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서 정치교육론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우선, 政治와 道德 사이의

긴밀한 의미상의 관련을 염두에 두면, 정치교육은 그 성격상 도덕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오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은 표면상으로는 도덕교육론의 관점을

정치교육이라는 주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교육의 내용과 목적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설명에는 명백히 자유교육론의 관점에 해당하는 견해가 들어 있으며, 이것은

곧 정치교육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도덕교육론의 관점과 자유교육론의 관점, 즉 사회화의 개념

과 교과교육의 개념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오

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에서 교과교육과 사회화의 관련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로 대두된다.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서 정치교육론은 교과교육과 사회화의 관련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의미 그 자체에 관한 그의 이론의 특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과 단계는 政治

敎育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화로서의 교육이든 교과교육으로서의 교육이든 그 궁극적 의

의는 정치교육에 있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政治敎育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치이념

을 주입하는 과정이 아닌 것은 물론이요, 교육의 한 부분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일체의

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의 목적과 의미 그 자체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정치교육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교육의 목적과 의미 그 자체를 규정한다고 볼 근거

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는 오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에서 정치와 정치교육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背文 (intimations) 또는 背文의 追求 (pursuit of intimations)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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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총체의 두 차원으로서의 實在와 實際의 관련, 그리고 교

육내용으로서의 世界와 그 내면화 과정에 관한 논의는 결국 배문의 추구로서의 정치교육의 의미

를 밝히는 한 가지 목적에 귀결된다.

오우크쇼트가 그의 정치교육론에서 정치에 관한 經驗的-이데올로기적 접근의 대안으로 제시

하는 것, 즉 그 의미로 보아 實際的-總體的 접근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관점에 의하면, 정치활동

의 추진력과 방향 지시는 그 활동 바깥의 보편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활동의 실제 그 자체, 즉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되어 온 정치적 행위의 습관과 전통

그 자체에 내재하여 있다. 이 대안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가 하고 있는, 또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은 보편적 이념의 실현에 도움이 안 되는 기존의 습관이나 전통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제

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이나 제도 그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살피는 것이

다. 그러나 여기서 制度를 보살핀다는 것은 어떤 변화도 거부한 채 기존의 제도를 고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으로서의 제도 안에 묵시적으로 들어 있는 방향 지시를 찾아내어 그

지시에 따라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오우크쇼트가 정치활동의 의

미를 背文의 추구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이다.

정치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접근은 정치활동의 의미를 상이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政治敎育

의 의미 또한 상이하게 파악한다. 차라리, 정치활동의 의미는 정치교육의 의미에 관한 이해를 통

하여 비로소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파악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시 말하여, 정치에 관한

두 가지 접근으로서의 경험적-이데올로기적 접근과 실제적- 총체적 접근은 교육과는 별개의

것으로서의 정치의 의미에 관한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이 그 의미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정치의 의미에 관한 분석의 결과이며, 정치에 관한 그 두 가지 접근은 정치교

육의 두 가지 상이한 형태에서 따라나오는 논리적 귀결이다. 정치교육의 그 두 가지 형태라는

것은 각각 정치 이데올로기에 관한 訓練으로서의 정치교육과 정치적 행위전통에의 入門으로서

의 정치교육을 가리킨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정치활동의 진정한 원천, 정치활동을 올바른 방

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안내자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전통에 관한

지식이며, 올바른 의미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행위전통에 관한 지식과 그 교육을 그 필수적 조건

으로 요청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이 정치적 행위전통 이면의 背文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목적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정치교육, 즉 정치적 행위전통에의 入門으로서의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오우크쇼트가 정치적 행위전통에 관한 지식, 또는 그 지식을 갖추어주

는 교육을 두 수준 또는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정치교육의 목적으로서의 背文의 추구

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전통의 무반성적 모방이나 습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적 행위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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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적 지식이 반드시 요청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정

치교육의 그 두 수준은 각각 그의 도덕교육론과 자유교육론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의 의미에 상응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오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에서 자유교육과 도덕교육, 또는 교과교육과

사회화는 교육의 상이한 段階 또는 經路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교육과 사회화가 교육의 상이한 단계를 나타낸다고 할 때 그 段階라는 것을 시간상의 의

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에 대한 사회화의 시간상의 우선, 즉 사회화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교과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교육이 교육의 상이한 단계를 이룬다고 할 때 그 단계는 시간상의 의미가 아닌 논리

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교과교육과 사회화 중에서 교육의 개념으로서 우선하

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과교육의 개념이며, 사회화의 개념은 교과교육의 개념에 논리적으로 의존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여, 사회화의 내용으로서의 관례적 행동이나 행위습관은 교과교육

의 내용으로서의 학문적 지식이나 그것에 관한 이해와 연결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단절되어서

는, 결코 교육내용으로서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으로서의 背文의 追求는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목적은 정치교육의 후기 단계뿐만

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목적으로서, 전통적 행위방식의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

의 교육은 전통의 배문에 대한 탐색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대두된다. 즉,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政治敎育은 교육의 특정한

부분을 지칭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목적과 의미 그 자체를 지칭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치

교육이 교육의 특정한 부분을 지칭한다는 것은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예컨대 과학에 관한 교육이

나 예술에 관한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교육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이 경우

에 정치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전통적 행위라든가 학문적 탐구는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나 학문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과연 정치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전통적 행위라

든가 학문적 탐구를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나 학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치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을 이루는 여러 활동들은 따로 따로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련을 맺으면서 삶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인간

이 한 사회에 태어나 습득하게 되는 전통적 행위 중에서 정치적 행위 아닌 것이 없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적 교과 중에서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받아들인다면,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정치교육은 교육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일체의 교육

을 포괄하는 교육의 성격과 의미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통적

행위방식을 습득하는 모든 과정, 교과교육을 이루는 모든 학문적 탐구는 정치교육으로서의 의미

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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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과 사회화의 궁극적 근거와 기반으로서의 實在와 實際, 그 양자의 관련에 의하여 드러

나는 교육의 궁극적 기준에 관한 앞의 논의는 일체의 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의

의미를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 경지가 어떤 것인가에 비추어 설명하여 준다. 그 궁극적 경지는

개인의 마음이 총체로서의 世界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 즉 개인의

마음이 표현 이전의 기준에 일치됨으로써 마음이 곧 세계로 된 상태를 가리킨다. 오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에서 사회화와 교과교육은 그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경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화와 교과교육이라는 두 단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마음에 표현 이전의 기준을 심어줌으로써 올바른 의미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런 뜻에서의 정치교육은 교육의 특정한 부분도 아니요, 특정한 직업이나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한 교육도 아닌, 교육받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육의 목적 그 자체

이다. 제도를 보살피는 일로서의 정치는 장차 정치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은 물

론이요, 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 과업이며,

그 과업은 표현 이전의 기준을 내면화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와

교육이 배문의 추구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이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결국, 오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에 나타나 있는 교육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견해는 교육과 정치

의 관련이라는 한 가지 근본 문제로 귀결된다. 오우크쇼트의 정치교육론에서 교육과 정치는 상이

한 목적을 추구하는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개념상 관련을 맺고 있는 동일한 의미의 활동으로 간

주되며, 背文의 추구라는 개념은 교육과 정치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데에 그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 사상에서 교육과 정치의 관련 문제는 철학과 정치의 동일성을

주장한 플라톤 철학으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교육론으로 대표되는 오우크쇼트의 교

육이론은 교육에 의한 이상국가의 실현을 꿈꾼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고 있으며, 교과교육과 사

회화의 관련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이론은 國家論 에 제시되어 있는 哲學者-君主의 교육을 오

늘날의 상황에서 되살리려는 노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교육론으로 대표되는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은 플라톤의 이론을 포함하여 동서양의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성리학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다.

성리학의 교육이론에서 교육적 이상으로 추구되어 온 內聖外王의 의미, 그리고 그것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修己와 治人의 관련 문제는 정치교육의 의미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견해를 해

석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물론, 內聖外王의 이상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도가와 유가

에 속하는 거의 모든 학파에서 교육의 이상으로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내성과 외왕의 관련 문제

에 관해서는 그 입장과 학파에 따라서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성리학의 교육이론이 가지

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특이한 견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견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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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내성이 곧 외왕이며, 외왕은 내성이 사회적 사태에서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즉, 오직 내성

만이 외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내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것 이외의 다른 요건을

빌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서 외왕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哲學者-君主의

아이디어, 즉 군주는 철학자이어야 하며, 오로지 철학자로서의 교육을 훌륭하게 받은 사람만이 통

치자로서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완전히 일관된다.

그러나 일상의 사태에서 철학과 정치, 또는 교육과 정치는 각각 별개의 관심을 추구하는 별도

의 활동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의 사태는 자아와 세계가 주체와 그 대상 또는 내적 안

목과 외적 상황이라는 형태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사태인 만큼, 각각 내적 심성과 외적 영향

력이라는 상이한 관심사를 추구하는 교육과 정치가 동일성을 가진다는 주장은 일상의 사태에서

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철학과 정치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플라톤의 哲學者-君主 , 또

는 교육과 정치의 일치를 주장하는 성리학의 內聖外王이 일종의 파라독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

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의 내적 심성을 갖추는 것이 곧 세계에 대한 외적 영향력

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파라독스는 교육이 세계의 중층구조에서 그 위층, 즉

마음과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교육과 정치의 관련에 관한 오우크쇼트의 입장이 그의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에 나타

나 있는 중층구조의 관점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內聖과 外王, 修己와 治

人의 관련에 관한 성리학의 견해 또한 중층구조의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된다. 성리

학의 理氣論과 性情論은 각각 세계와 마음의 중층구조를 동서양의 다른 어떤 이론에서도 찾아보

기 어려운 놀랍도록 심오하고도 정교한 개념체계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며, 성리학의 이론에서 논

의되는 誠과 敬, 自然과 自得, 格物과 致知 등은 표현 이후의 양상이 표현 이전의 기준에 일치되

는 과정과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방안이다. 성리학의 이론이야말로 교육의 의미와 성

격을 중층구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리학의

교육이론이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을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거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리학의 이론과 오우크쇼트의 이론을 교육의 세부적 문제에 비추어 관련짓는 것은 오우크

쇼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이론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

는 데에도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 結 論

오우크쇼트의 사상이 일관되게 추구한 목적은 인간의 지식과 활동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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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의 궁극적 의의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우크쇼트의 이론을 이루는 핵심 개념인

實在 , 實際 , 世界 , 自我 등은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이전에 교육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결국, 총체로서의 삶 그 자체를 여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의 산물

이다.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은 현대의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과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敎育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

나로서, 삶이라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이와 같

이 교육은 삶을 이루는 여러 활동 중의 하나라는 말은 곧 삶은 全體이고 교육은 그것을 이루는

여러 部分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째서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 모른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교육활동 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 들

어 있는 여러 활동들과 삶 사이의 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部分과 全體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설령 교육이 삶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삶에서 교육은 삶을 이루는 다른 부분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을 이루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예컨대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활동과

무관하게 동떨어져서 일어나고, 삶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별도로 일어나는 활동들을 모두 합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 삶은 全體이고 정치활동은 部分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을 이루는 여러 활동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삶 전체에 퍼져 있다. 설령 삶 속에 들어 있는 여러 활동들과 삶 사이

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部分과 全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그 용어

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여, 삶은 전체

이고 정치, 경제, 교육 등등은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여기서 부분과 전체 사이에는 부분

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인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오우크쇼트의

이론에서 總體와 樣相의 관계는 이런 뜻에서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오우크쇼트의 이론에서 總體와 樣相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총체로서의 삶은 그 자체로서는

인식이나 지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로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양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렇다면, 교육이론뿐만 아니라, 정치이론, 경제이론 등등 또한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텐데, 어째서 유독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의 의

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교육이라는 활동 또한, 그것을 인간 활동의 한 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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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 한, 그것은 정치, 경제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체로서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한 부분 또는 抽象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점을 받아들인다 하더

라도, 삶에서 교육은 삶을 이루는 다른 부분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지 않

으면 안 된다.

우선, 그 한 가지 명백한 근거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배운 대로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정치나 경제의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치나 경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에 의하여 형성된 안목이나 지적 능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고 경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육을 들여다보지 않

고서는 온전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근거는 교육은 삶의 理想 또

는 삶이 따라야 할 基準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

냥 흘러가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상, 인간의 삶에는 올바른 삶이라든가 훌륭

한 삶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모종의 방향이나 기준이 반드시 있다고 보아야 하며, 어떤 삶이 올바

른 삶이며 훌륭한 삶인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활동도 아닌 오직 敎育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

이다. 만약 누군가가 인간의 삶이 따라야 할 기준이나 방향을 교육과 무관하게 정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정해지는 기준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임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오우크쇼

트의 이론에서 實在와 實際는 교육에 의하여 규정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

러내어 주며, 그것은 곧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 훌륭한 삶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오우크쇼트의 사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간의 삶, 또는 세계와 마음을 重層構造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오우크쇼트의 이론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敎育理論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오우크쇼트의 이론에서 총체와 그 양상의 구분을 위시하여, 그것과 일관된

의미를 가지는 모든 구분, 즉 논리의 수준에 속하는 것과 사실의 수준에 속하는 것의 구분, 구체

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구분, 심층적인 것과 표층적인 것의 구분 등은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속하는 삶의 現實 이면에 그것이 따라야 할 이상으로서의 삶의 基準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

한 개념적 방안이다. 그리하여 오우크쇼트의 이론에 의하면, 敎育은 새로운 세대에게 삶의 기준을

전수하여 줌으로써 인간의 삶이 따라야 할 理想을 영속시키는 일로 규정되며, 그 삶의 이상이 무

엇인가 하는 것은 敎科와 制度, 또는 學問과 傳統에 의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그것을 통하

여 개인의 마음에 내면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오우크쇼트의 이론은 세계 또는 마음을 중층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교육

을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이론에서 시사되는 교육적 이상은, 그

것을 全人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든 哲學者-君主라는 용어로 표현하든, 삶과 교육에 관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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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실한 이해를 기초로 한 것이다. 성리학의 이론에서 聖人이나 內聖外王으로 표현되는 교

육적 이상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오우크쇼트의 이론과 성리학 이론과의 관련을 다룬 앞의 논

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우크쇼트의 이론과 성리학 이론은 각각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

육적 전통, 자신이 받아 왔고 실지로 하고 있는 그 교육의 실제를 이론화한 것이지만, 오우크쇼트

의 경우든 성리학자의 경우든 그 이론이 보여 주고자 한 교육의 본질과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성리학자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표현을 통하여 교육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였다면, 오우크

쇼트를 비롯한 현대의 학자는 오늘의 시대적 표현을 통하여 교육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할 뿐이

다. 오우크쇼트의 이론에서 시사되는 교육적 이상으로서의 全人 또는 哲學者-君主와 성리학의

이론에서 聖人이나 內聖外王으로 표현되는 교육적 이상은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훌륭한 인

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오우크쇼트의 이론이나 성리학 이론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에 등장하는 무수한 교육사상,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교육적 인간상 또한 훌륭한 인간의 형성이라는 동일한 관심의 상이한

시대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오우크쇼트의 이론과 성리학 이론은 그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일의 성격과 의미를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개념체계로 설명한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오우크쇼트의 이론과 성리학 이론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세계 또는 마음을 표현 이전의 기준과 표현 이후의 현상으로 이루어진

중층구조로 파악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 중층구조의 아이디어야말로 그 두 이론이 교육의 이상과

방법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설명체계를 대표한다고 볼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본 논문

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된 표현 이전의 기준은 성리학의 未發의 標準에서 빌어 온 것이며,

오우크쇼트의 사상을 세계와 마음에 관한 중층구조의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교육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일관된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한 본 논문의 관점은 성리학의 이론에 그 거점

을 두고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성리학의 이론은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에

서, 오우크쇼트 이론과의 관련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었을 뿐이며, 성리학의 교육이론 그 자체에

관한 본격적 고찰은 본 논문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이론이 교육의 본질과

성격을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설명체계로 규명하는 이론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성리

학의 이론은 오로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의 교육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의 삶과 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돌아보도록 하는 보편적 준거로서 여전히 생생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성리학의 이론이 담고 있는 그 보편적 준거를 현대의 학문적 개념으로 되살

려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교육실제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관

심 여하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특히,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성리학의 이상에 따르는 삶을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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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리학의 전통에서 빛나는 이론적 업적을 쌓은 조상을 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은 서양의 학

문에 관한 공부가 가져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이해

하는 것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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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akeshot t ' s theory of educat ion :

The relat ion of l iberal educat ion and moral educat ion

Cha , Mi -Ran*
3)

M. Oakeshot t ' s metaphys ics and pol i t ical phi losophy can be interpreted as theoret ica

explanat ions as to the ul t imate value of l iberal educat ion and moral educat ion. According to his view

the Real i ty ' as logical cr i t er ion of exper ience and the Pract ice ' as t aci t source of act ivi

conceptual ly independent ; they des ignate two di fferent dimens ions of the concrete total i ty which may

be cal led as the atemporal in the former , and the temporal in the lat t er . However , these two

dimensions are the two axes sustaining educat ion as a whole, and fur ther , they point to the ul t imat

st andard of al l human knowledge and behavior . It i s concluded in thi s study that the ideal o

educat ion i s the real izat ion of the unmani fested standard ( Real i ty and Pract ice ) through learnin

mani festat ions of knowledge and act ivi ty ( languages of under standing and t radi t ions of behavior

Oakeshot t ' s terms ), and the educat ional process i s the process of cont inuing approach toward the stat

of the uni f icat ion of sel f and wor ld by way of the sel f ' s internal izat ion of the wor ld.

* Ehwa Women 's University

Abstra c t


